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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498번 
151번 

 예수여 기리리다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드릴 때  

입당송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김 안 나  안 세 호  오 유 나  박 현 숙  Claire Kim • Shyun Kim 

8시 미사 박 만 선  이 헌 구  홍 길 려 오 영 실  Kasey Lee • Ruby Evans  

9시 30분 미사  Mina Kim Dylan Park Katheren Shin Jacob Park • Leah Bae 

11시 미사  최 현 진  최 윤 승  한 해 남  Bona Lee • Jennifer Lee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Teacher Teacher Alice Choe • Audrey Oh 

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박 지 은  황 혜 성  전가별 • 김남효 • 박여원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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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 요한 부제  

연중 제31주일  

  오늘 복음 말씀은 크리스천 신앙의 가장 근본

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상 생애 마지막 며칠간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정화하시자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예수님의 권

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부활 논쟁 등 

교묘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율

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4 말씀을 답으로 주십니

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레위 

19:18 말씀으로 둘째가는 계명도 주십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시며 두 가지 계명을 신앙의 핵심으로 제시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 루카 복음에 나오는 데 거기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묻는 율법 학자의 질문

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도움이 필

요한 모든 이가 나의 이웃이라고 설명하십니

다.  

 

  요한 13:34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

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더 이상 이웃사랑의 척도

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

랑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객관적

인 척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

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

여주신 이웃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

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

지 않고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

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희생하

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이웃사랑

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20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

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

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

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느님께 예물이

나 기도 등 무언가들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을 전적으

로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

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계명입니다.   이

것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십계

명에서 1-3계명은 하느님 사랑이고, 4-10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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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이웃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

다.  또 내가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

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에 맞게 생활

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기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자

신의 생활을 반성해 보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의 시간이

나,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

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31주간 시월의 마지막 주일입

니다. 아름다운 시월을 어영부영하다 속절없이 

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시간은 언제

나 쏜 살처럼 날아가니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이유를 살펴보니 우리 

본당의 시월이 언제나처럼 참 분주한 달이었

습니다.  

 

  시월의 시작을 우리 본당의 자랑스러운 전통

인 바자회로 열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바자회를 즐겨서 당초 예상하고 준비

한 음식이 모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

든 분들이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음에 이

를 허락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자회로 시작한 시월도 하느님의 은

총이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주일 

학교 개강으로 아이들이 처음에는 긴장하는 듯

하였으나 점점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성

당 정원에서 뛰어 노는모습이 정겹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

해 두 차례에 걸쳐 독감 백신 접종도 실시하여 

시간이 없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편리하게 예방 접종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봉사해주신 분들과 독감 

백신을 제공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실천임을 잘 알고 있

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실천은 아주 사소한 데서 출발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이웃을 위해 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중에는 우리 본당 식구 중의 한 

분이 백만 불을 우리 본당 장학금 기금으로 기

부하였습니다. 말이 백만 불이지 엄청난 금액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부지 부식 간에 두 자녀를 

병으로 잃은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절실한 기도

입니다.  

 

  올봄에 두 자녀 Steve와 Sylvia를 뜻하지 않은 

병으로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느

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그 아이들을 

기억하며 장학금을 기부한 것입니다. 두 자녀를 

잃은 비극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내며 믿음으

로 이겨내는 분은 이미지 베로니카 자매님입니

다. 두 자녀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

리기를 기도하며 어머니의 슬픈 가슴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은 주일 학교 고등부 학생들

의 피정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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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 집을 떠나 이박 삼일의 피정을 간다는 사실

에 모두 들뜨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피정으로 팬데믹으로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잊고 하느님 안에서 치유 받고 이 힘든 시

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월은 바쁘지만, 은총이 가

득하게 지나갑니다. 매시간 매초의 우리의 삶

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

님께 감사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

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

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

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코 12: 28-31)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

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을 일상에서 실

천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

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한발 한발 하느님

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의 식구로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십일월을 준비합니다. 모든 

성인들과 우리 앞에 가신 모든 연령들과 함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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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 주님이시며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주시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영원한 대사제이신 성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섯째 주일 (10월) 

       공동체 소식                                                                                                                  2021년 10월 31일 

알 림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위령의 날 미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촛불 봉헌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

시는 분은 사무실로 10월 31일(오늘)까지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 11월 2일(화)  7 a.m. & 8 p.m.   

*아침 미사 전에 연령을 위한 위령기도를 바치겠 

습니다. 신자분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령미사 지향은 위령 합동 연미사 봉투를 사용

하시고 가능하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모든 성인들, 특히 교회력에 있어 축일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의무축일이며 헌금 있습니다.                                                              

미사 : 11월 1일(월)  7 a.m.  

첫금요일 성시간   

11월 5일(금)  8 p.m. - 9 p.m. 

미사는 없습니다.  

날짜 : 10월 31일(오늘)  

시간 : 8 a.m. - 11 a.m.  

중간 점검 성경 필사 노트 수거가 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쓰신 분은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 노트는 사목회 안내 데스크 옆, 구역분과 

데스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제 수품성사 기념일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님 수품 성사 4주년 기념일이 

11월 3일(수)입니다. 기념일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선물용 배 판매    

취지 :  

일시 : 11월 20일(토)  8 p.m. 미사 후  

          11월 21일(일) 8 a.m. - 11 a.m. 미사 후 까지  

장소 : 본당 앞 

주관 : 하상회  

문의 : 박의진 골롬바노 (516) 780-3047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로의 날 행사  

11월 9일(화)  10 a.m.  

이번달 경로의 날에는 머리방은 없습니다.  

코비드 백신을 접종하신 신자분으로 본당의 어

르신, 요셉회 회원, 안나회 회원만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컨테이너  

본당 쓰레기 회사 변경으로 컨테이너가 주차 공

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주차에 불편하게 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경필사  

첫 서원  

장시호 안젤리코 수사님 첫 서원  

본당 출신 장시호 안젤리코 수사님께서  

11월 21일(일) St. Joseph Catholic Church에서 

1 p.m.에 첫 서원을 받으십니다.  

수사님의 첫 서원을 축하 드리며 수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성체 

11월 12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11월 12일(금)  10: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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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경품권 당첨자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에 보관중인 바자회 당첨경품을  

11월 7일(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2등 1명 LG 스타일러 29525 

3등 2명 Apple iPad Air 256GB

(wifi only )  
24851, 24688 

5등 4명 

6등  14명 

행운상 29명 

2021년 주일학교 고등부 피정  

날짜 : 10월 29일(금) - 10월 31일(오늘)  

장소 :  

주소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학년 : 9학년 - 12학년 

코비드19 백신 접종  

5세-11세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있습니

다.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10월 24일(오늘)  

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백신 제조사 : 화이자  

대상 : 5세—11세 (선착순 100명) 

장소 : 교육관  

준비물 : 여권이나 학교 ID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목회 안내 데스크로 연

락 부탁드립니다.  

단원 모집 

부고   

9월 1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의 부고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제님과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마리아 (9월 18일) 

이용무 다니엘 (9월 27일) 

홍종신 아브라함 (10월 8일)  

장 민철 요한 (10월 18일) 

윤(허)서미 사비나 (10월 21일) 

한기철 마르티노 (10월 23일) 

성옥자 마리아 (10월 29일) 

주일학교 

코비드19 백신 부스터 샷 접종  

지난 4월 4일(일) J&J 접종하신 18세 이상, 또는 

지난 3월 14일(일), 3월 28일(일) 모더나 백신을 

성당에서 접종하신 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시

는 분은 우선 대상자로 부스터 샷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J&J 맞으신분도 모더나로 부스터 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으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18세 이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18세 이상으로 고위험군에서 일하시는 분  

일시 : 11월 14일(일)  8 a.m.—11 a.m.  

장소 : 성당 친교실  

아이디와 백신 카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시간 : 매주 일요일 9:15 a.m.  

연락처 : 이순애 엘리사벳 (929) 325-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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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반모임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1년 10월 31일 

우리의 정성 

생활상담소 상담 

11월 14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서기호, 임대영  

 

  

  

 

  

 온라인 헌금  

  

 
 

  

  

Bayside 구역 3반  

Flushing 2구역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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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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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For renewed evangelization: That God’s living word flourish in all corners of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civil authorities and all who work towards the common goo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sick, especially those close to us: that they patiently unite themselves to Jesus’ suf-

fering for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members of this assembly: that we and all those we love shepherd one another well,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souls who went to their heavenly reward,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October 31, 2021 

5th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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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chool 

2021 High School Retreat 

Mass 

All Saint’s Day Mass 

 

All Soul’s Day Mass 

 

First Friday of The Month 

 

COVID19 Vaccination   

The 4th Anniversary of Ordination  

 

Daylight Saving Time Ends 
Daylight Saving Time ends on Sunday, No-
vember 7, at 2 a.m. On Saturday night, set 
your clocks back on hour to “fall back.”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1st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31, 2021 (Year B) No. 2551 

Responsorial  

Psalm 
   I love you, Lord, my strength.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Deuteronomy 6:2-6 (152B) 

Second Reading  

    
   Hebrews 7:23-28 

Communion Antiphon 

  You will show me the path of life,  
   the fullness of joy in your presence, O Lord.  

Psalm 18:2-3,3-4,47,51 

“Shema, Y’lsrael! Hear, O Israel” 

<Thir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Every Jew knows this passage from scripture (Deuteronomy 6:4). It is called the "Shema" from the first word in 
Hebrew: "Hear!" This is Israel's watchword. It defines who they are as a people in relation to one another and to 
God. In the terrible, evil days of the Holocaust on Nazi Germany, many Jews went to their deaths reciting the She-
ma. In today's gospel, Jesus once again shows he is a devout Jew by reciting the Shema as part of the greatest com-
mandment. In other words, before we can truly love God and our neighbor as ourself,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listen. 
 
  We believe in one God and ONLY one God. Look into the temple of your heart and see if maybe you might 
have erected an idol alongside (or worse, instead of) God. For some people money is their god. For others, it's po-
litical power. Popularity and fame are as addictive as drugs. The secret to salvation, to happiness, and to eternal life 
is to cast out any false god that commands our loyalty. Our God is God alone. Only when we allow this truth to 
dwell in our hearts are we capable of fulfilling the rest of the greatest commandment: to live our neighbor as we 
love ourself. This is the work of a lifetime. Do not be discouraged if you can't do this right away. God created us 
for love and gives us the grace to live others, and ourselves. But the first thing we must do is listen!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